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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북극 해빙의 감소는 중위도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후 

연구에서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해빙 예측 모델에는 해빙의 연직 온도 

분포가 초기 입력 자료로 사용 되지만 한정된 관측 자료 만으로는 해빙 

전체의 실시간 온도를 제공하기에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 관측 자료와 부이 관측을 이용하여 인공 신경망 모델을 

통해 겨울철 북극 해빙 전체에 대한 연직 온도 분포를 산출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모델의 검증 결과 1K 내외의 평균 제곱근 오차, 0.1K 

이하의 평균 편차, 0.95 이상의 상관계수 결과를 보였다. 개발한 모델을 

적용하여 2002년부터 15년 동안 겨울철 북극 해빙 전체의 온도 분포 

자료를 생산하였다. 산출한 해빙 온도는 북극 중앙 해 부근에서 높은 

온도 분포를 보이는데, 이는 이 지역에 많은 적설량으로 인한 단열 

효과의 영향으로 보인다. 장기간 해빙 연직 온도 자료의 활용하여 북극 

중앙 해 지역의 열 함유량을 계산 하였다. 겨울철 북극 중앙 해 해빙의 

열 함유량은 점차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러한 결과는 극 지역의 열 

적 순환에 대한 변수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빙의 열 속을 

계산하여 눈 내부 온도를 계산하였고 부이를 통한 검증 결과 3.102K의 

평균 제곱근 오차, 0.872의 상관계수의 유의미한 정확도를 보였다.  

 

주요어 : 겨울철 북극 해빙, 해빙 연직 온도, 인공신경망 

학  번 : 2019-2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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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해빙은,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온도 변화의 지표로 기상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북극 

지역의 온도 상승이 열대 지역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는 ‘북극 증폭’ 

현상은 잘 알려져 있다 (Serreze et al., 2009; Screen and Simmonds, 

2010; Cohen et al., 2014). 이러한 기후 변화에 의해 최근 면적, 두께 

등 해빙의 양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여러 관측을 통해 보고 되었으며 

(Screen and Simmonds, 2010; Rothrock et al., 2008; Perovich and 

Richter-Menge, 2006), 줄어든 해빙의 양은 해빙 반사도 피드백을 

크게 하여 해빙의 감소가 더욱 가속하고 있다 (Holland and Bitz, 2003; 

Screen and Simmonds, 2010). 적설/해빙-반사도 피드백은 기후변화 

등과 원인으로 해빙 면적이 감소하게 되면 지표 반사도가 작아지고 

이에따라 지표에서 반사되는 태양복사에너지 양이 줄어들게 되며, 

따라서 특히 여름철 해양은 더 많은 열에너지를 저장한다. 저장된 열은 

겨울철 해빙의 성장을 방해하고 지면 부근의 온도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북극 해빙 감소는 또한 중위도 지역에서의 이상기후 현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rancis et al., 2012; Cohen et al., 2014). Francis 

et al. (2012)은 북극 증폭이 상층 로스비파의 진행을 느리게 

기여한다고 하였고, Cohen et al. (2014)는 북극 증폭으로 인해 태풍 

경로, 행성파 등이 변화되고 이상기후의 발생이 증가했음을 주장했다.  



 

 2 

최근 급격히 감소한 해빙의 양과 이로 인한 해빙 반사도 피드백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미래 해빙의 양 추정에 대한 관심이 많아 

졌다. 때문에 여러 선행 연구에서 북극 해빙을 계산하는 모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Wang et al., 2013; Collow et al., 2015; Bushuk et al., 

2017). 이러한 북극 해빙 예측 모델에는 초기 입력 자료로 해빙의 연직 

온도 분포가 사용되지만 한정된 숫자의 부이 관측 자료 만으로는 넓은 

해빙의 실시간 온도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용 가능한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해빙 연직 온도를 유추하는 것은 해빙 두께 예측에 

중요한 요소이다.  

북극 해빙의 연구에 있어 필요한 관측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북극의 특성상 지상 관측소가 부족하고, 배, 비행기, 잠수함, 부이를 

이용한 관측이 수행되고 있지만 북극 전역을 포함할 수 없으며 

시간적으로 연속된 관측이 힘들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한가지 

방법이 위성 관측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위성 관측은 북극 지역 

관측을 어렵게 하는 환경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인 관측이 

가능하다. 그 중 파장이 길어 구름을 통과하여 지면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마이크로파 센서가 북극 해빙 연구에 많이 사용된다 (Lee and 

Sohn, 2015; Lee et al., 2018; Braakmann-Forgmann et al., 2019; 

Kilice et al., 2019). Kilic et al. (2019) 에서는 마이크로파 센서 관측 

밝기 온도로부터 다중 선형 회귀 방법을 이용하여 눈 두께와 SIIT 

(Sea-Ice Interface Temperature) 를 산출 하였다. Lee and Sohn 

(2015)에서는 6.9GHz 밝기 온도로부터 “Fresnel equa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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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해빙의 굴절률과 방출률을 계산 하였고, Lee and Sohn 

(2017)에서 마이크로파 센서 채널의 가중 함수를 통해 해빙 

내부에서부터 방출 되는 복사량을 위성이 관측 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극 해빙 연구에 대한 마이크로파 센서의 활용성과, 관측한 

밝기 온도에 해빙의 온도 정보가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위성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북극 해빙 내부의 온도를 산출 하고자 한다. 밝기 

온도로부터 해빙 온도 산출을 위해서는 해빙의 거칠기, 밀도, 염도 온도 

등을 고려해야하는 해빙 방출률을 포함한 복잡한 비선형 관계를 

고려해야한다. 하지만 북극 전체에 대한 관측 자료는 부족하기 때문에 

복사적 변수와 물리적 변수 사이의 비선형 관계를 기계 학습 방법을 

이용하여 적절히 기술 하고자 한다.  

기계 학습은 컴퓨터 과학분야로 자료를 학습하거나 예측하는 

인공지능의 한 유형이다. 기계 학습은 생물학, 경제, 원격 탐지 등 사회 

여러 응용분야에 광범위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Mountrakis et al., 

2011). 그중 하드웨어의 발달, 최적화 기술의 발전, 과적합(overfitting) 

문제의 해결책이 제시 됨에 따라 인공 신경망 이론에 기반을 둔 딥 

러닝은 더 나은 학습의 잠재력으로 기계학습 방법 중 많이 활용되고 

있다. 기계 학습 방법은 최근 대기과학 분야, 특히 원격 탐사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Braakmann-Forgmann et al. 

(2019) 는 인공 신경망 방법을 기반으로 마이크로파 센서 자료를 

이용하여 눈의 두께를 산출하는 연구를 하였으며, Kilic et al. (2019) 

에서는 간단한 기계학습 방법의 일종인 다중 선형 회귀 방법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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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파 센서를 통해 눈 두께와 SIIT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극 해빙 연구에 많이 활용되는 기계학습 방법 중 

인공 신경망을 사용하여 복사 변수인 마이크로파 센서 밝기 온도로부터 

물리적 변수인 해빙 연직 온도 분포를 산출하고자 한다. 인공 신경망 

모델의 훈련에 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2 

(AMSR-2) 밝기 온도를 예측 변수로 하고 IMB (Ice Mass Balance 

buoy)의 해빙 온도 자료를 목표 변수로 하여 모델의 훈련을 진행하였다. 

개발한 모델을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고 산출한 온도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개발한 모델을 북극 해빙 전역에 적용하여 장기간의 

겨울철 해빙 온도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해빙의 열 함유량과 눈 

내부 온도를 산출 하여 해빙 연직 온도의 해빙 변수로서 활용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모델을 통해 산출된 겨울철 북극 해빙 온도는 현재 

사용중인 해빙 모델과 해빙의 성장에 대한 유용한 열역학적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측이 부족한 북극 지역의 기후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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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및 방법 

2.1. 모델 훈련 자료 

 

본 연구에서는 얼음의 연직 온도 분포를 산출하는 모델을 훈련 시키기 

위해서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인 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2 (AMSR-2)의 밝기 온도와 Cold Regions Research and 

Engineering Laboratory (CRREL)에서 극지 해빙에서의 다양한 기상, 

해빙 상태를 관측하기 위해 설치한 현장 관측 기계인 Ice Mass Balance 

buoy (IMB)으로 관측한 해빙 연직 온도 관측 자료를 사용 하였다. 두 

자료의 시공간적으로 일치시킨 Round Robin Data Package (RRDP) 

자료를 활용하였다. RRDP는 ESA(European Space Agency)의 해빙 

CCI(Climate Change Initiative) 프로젝트와 SPICES(Space-borne 

observation for detecting and forecasting sea ice cover extremes) 

프로젝트로 개발된 자료이다 (Pedersen et al., 2018, 

https://figshare.com/articles/Reference_dataset_for_sea_ice-

_cocetrtion/6626549). 

 

2.1.1. AMSR-2 & AMSR-E 

 

AMSR-2는 Global Change Observation Mission for Water(GCOM-

W1)위성에 탑재된 수동 마이크로파 복사계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https://figshare.com/articles/Reference_dataset_for_sea_ice-_cocetrtion/6626549
https://figshare.com/articles/Reference_dataset_for_sea_ice-_cocetrtion/662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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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GCOM-W1 위성은 700km 고도의 태양 동기 극 

궤도 위성으로 극 지역을 하루에 약 14번 통과한다. AMSR-2 센서는 

conical scan 방식으로 관측하며 지구 입사각은 55°이며, 6.9, 7.3, 

10.65, 18.7, 23.8, 36.5, 89GHz의 주파수대에서 관측한 수평, 수직 

편광 밝기 온도를 제공한다. 해빙 온도 예측 모델의 훈련을 위해 

RRDP에서 제공하는 2012년부터 2014년 겨울의 AMSR-2자료를 이용 

하였다. 또한 훈련한 모델의 검증을 위해 RRDP에서 자료 생산하는 

것과 같이 Level-1R 관측 자료를 통해 2015년 겨울철의 자료를 생산 

하였다.  

개발한 모델을 이용하여 장기간의 북극 해빙 전체의 온도를 산출하기 

위해 AMSR-2 이전 관측 센서인 AMSR-E의 2002년부터 2011년 

까지 기간을 확장 하였다. AMSR-E 센서는 AMSR-2와 같은 목적으로 

같은 채널에 대해 관측을 수행하지만 그 기간이 겹치지 않고 선행 

연구에서 두 관측 값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된다 (Okuyama and 

Imaoka 2015; JAXA 2015). 때문에 Okuyama and Imaoka (2015)에서 

제시한 두 센서 관측 값 사이의 상호 검증을 통한 변환식을 이용하여 

AMSR-E 자료를 AMSR-2에 맞춰 사용한다. 두 가지 센서의 10  10 

km EASE-grid (Equal-Area Scalable Earth Grid)로 제공되는 

Level-3 일별 밝기 온도를 통해 2002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의 

북극 해빙 연직 온도 분포 자료를 생산한다 

(https://gportal.jaxa.jp/gpr/). 일별 자료를 얻기 위해 Ascending 

node와 Descending node의 밝기 온도를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https://gportal.jaxa.jp/g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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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CRREL IMB  

 

IMB 는 Cold Regions Research and Engineering 

Laboratory(CRREL)에서 극지 해빙을 관측하기 위해 설치한 현장 관측 

기계이다(Perovich and Richter-Menge, 2006). 이는 지표 근처 

대기온도, 해빙의 온도 프로파일을 10cm 간격으로 관측할 수 있는 온도 

막대를 포함하고 있고, 0.1K 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CRREL 에서 

극지에 다른 위치, 시간에 설치해 관측을 수행중인 부이 중에 그 해 

직전 겨울 설치한 자료만을 사용한다. 부이 관측이 따뜻한 계절을 

지나게 되면 관측 막대가 기울어 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RRDP 에서 제공하는 부이 온도에는 깊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snow-ice interface 를 기준으로 10cm 간격으로 눈, 

얼음의 온도를 추정하여 제공하는 자료(http://imb-crrel-

dartmouth.org/)를 기존 자료 대신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2-2014 년 동안의 9 개 IMB 의 겨울철 11, 12, 1, 

2, 3 월 자료를 사용하여 모델의 훈련에 사용하였고, 각 부이의 특성은 

Table 1, 위치 정보는 Figure 1 에 표기하였다. 

 

2.2. PIOMAS 

 

Thickness and Enthalpy Distribution (TED) 해빙 모델과 Parallel 

http://imb-crrel-dartmouth.org/
http://imb-crrel-dartmout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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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 Program (POP) 해양 모델의 결합한 PIOMAS는 눈 두께, 해빙 

두께, 해빙 점유율 등의 자료를 산출한다(http://psc.apl.uw.edu/resea-

rch/projects/arctic-sea-ice-volume-anomaly/data/model_grid). 

자료 생산에 위성의 해빙 점유율, 해수면 온도 관측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87년부터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모델의 입력 

자료인 대기 강제력은 일평균 NCEP/NCAR (National Centers for 

Environmental Prediction/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재분석 자료를 사용한다. 또한 비슷한 전 지구 해빙 모델에 대해 등지 

격자 체계를 통해 모의된다(Zhang and Rothrock, 2003; Schweiger et 

al., 2011).  

PIOMAS의 해빙 두께는 위성, 비행기, 잠수함 등의 관측 자료에 의해 

검증 되었다. Ice, Cloud, and Land Elevation Satellite (ICESat), 

Climate Forecast System Reanalysis (CFSR)의 해빙 두께와 비교 했

을 때 CFSR보다 ICESat의 관측 결과에 가깝게 모의함을 보였다

(Collow et al. 2015). 하지만 모델이 두꺼운 얼음을 과소모의하고 얇은 

얼음을 과대모의하고 하는 경향이 있음이 연구 결과를 통해 알려졌 있다

(Schweiger et al., 2011; Stroeve et al., 2014; Wang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모델을 통해 산출한 해빙 연직 해빙 온도 분포

를 이용하여 겨울철 북극 해빙이 가지는 열 함유량을 계산하였다. 열 함

유량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해빙 두께를 PIOMAS 모델의 해빙 두께 

자료를 1010 km EASE-grid로 변환하여 사용 하였다. 

 

http://psc.apl.uw.edu/resea-rch/projects/arctic-sea-ice-volume-anomaly/data/model_grid
http://psc.apl.uw.edu/resea-rch/projects/arctic-sea-ice-volume-anomaly/data/model_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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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방법 

 

RRDP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파 센서의 밝기 온도와 해빙 연직 

온도를 각각 입출력 자료로 하여 기계학습 방법 중 하나인 인공 신경망 

모델을 학습시키고 오차를 최소화 하는 모델을 만든다. 인공 신경망이란 

사람의 뇌에서 무수히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세포를 본 따서 만든 

통계학적 알고리즘이다. 많은 뉴런의 결합으로 네트워크를 형성, 학습을 

통해 네트워크간의 결합의 세기(가중치)를 변화시킴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는 모델을 인공 신경망이라고 한다. 해빙 온도 산출을 위해 

사용한 인공 신경망 모델의 자세한 학습 방법은 다음 장에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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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the IMB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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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ce Mass Balance Buoy (IMB) tracks over the Arctic Ocean 

during the winter period (November to M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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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배경 및 알고리즘 

3.1. 이론적 배경 

 

위성의 마이크로파 센서는 저주파수 영역대에서 대기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해빙을 통해 방출되는 복사량을 직접 관측하기 때문에 많은 

선행 연구에서 해빙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Lee and Sohn. 2015; Wang 

et al., 2016; Rosel et al., 2012; Braakmann-Forgmann et al., 2019). 

Kilic et al. (2019) 에서 마이크로파 센서 관측 밝기 온도와 SIIT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고 이를 통해 SIIT를 산출 하였으며, 

Lee and Sohn. (2017)은 6.7 GHz 채널 관측치가 해빙 내부 특히 

적설과 해빙 경계부분의 열적 정보를 대표하고 있음을 보였다. 한편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 열적방출 시그널이 점차 표면층으로 이동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 해빙의 연직 

열적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고,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에 착안하여 마이크로파 다중채널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해빙의 연직 

온도를 위성 자료를 통해 산출하고자 한다.   

유한하고 제한된 채널 정보를 연속적인 해빙온도 연직분포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연직분포와 인공위성 관측 밝기 온도 사이에 존재하는 비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경망 기법을 이용한 기계학습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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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알고리즘 

3.2.1.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인공신경망에 대한 연구는 생물학적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영감을 받은 McCulloch & Pitts. (1943)에서 처음 간소화된 뇌의 뉴런 

개념을 발표했다. 뇌의 뉴런들이 여러 뇌의 신경 세포와 서로 복잡하게 

연결 되어 있는 것처럼, 각 계산을 수행하는 뉴런으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은닉층(hidden layer)을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배치하여 값을 

계산한다. 여기서 은닉층의 개수가 2개 이상일 때 이를 Deep Learning 

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글에서 배포한 TensorFlow (Abadi et al., 2015)의 

Keras (Chollet et al., 2015)를 이용하여 신경망을 구성하였다. 입력 

자료로 RRDP 자료의 AMSR2 센서의 6.9, 10.65, 18.7, 23.8, 36.8, 

89GHz의 수직 편광 밝기 온도를 사용한다. 수평 편광 밝기 온도의 

해빙에 대한 반사도는 수직편광 반사도 보다 크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해빙 내부에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가 해빙 표면을 통과하는 양이 

수평 편광이 수직 성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Lee and Sohn, 2015). 

줄어든 복사에너지는 상대적으로 noise에 민감하게 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수직 편광 밝기 온도 만을 사용하였다. 7.3GHz는 6.9GHz와 

유사한 정보를 가지기 때문에 제외 하였다 (Kilic et al., 2019). 출력 

자료는 CREEL IMBs의 snow-ice interface로 부터 10cm 간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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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까지 11개 층에서의 온도이며, 이들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모델을 

훈련 시켰다. Lee and Sohn. (2017)에서 보여준 수동 마이크로파 위성 

센서가 해빙에서 방출 되는 값을 관측함을 보여주는 weighting function 

그래프를 참고하여, 2m부터 10cm 간격으로 줄여가며 실험을 통해 높은 

정확도를 가질 수 있는 경계를 경험 적으로 판단하여 산출 깊이를 1m로 

정하였다. 

인공 신경망의 구성은 2개의 완전 연결된 은닉층으로 되어 있으며, 

첫번째 층은 14개의 뉴런, 두번째 층에는 11개의 뉴런으로 

구성하였다(Figure 2). 은닉층의 개수와 뉴런의 개수는 경험적으로 여러 

경우를 실험하여 결정하였다. 모든 뉴런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으며 다음 

층의 뉴런에 각각 연결 되어 있고 각각 다른 편향을 가질 수 있다. 

첫번째 은닉층을 예로 들면 각 뉴런은 14개의 가중치에 14개의 입력 

값의 합이 첫번째 은닉층의 뉴런으로 들어간다. 이 값은 바로 전달 되지 

않고 비선형함수를 통과 시켜 입력된다. 이때의 함수를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 라고 한다.  이를 아래의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𝑍𝑛 = 𝑎0𝑤0 + 𝑎1𝑤1 + ∙∙∙ +𝑎𝑚𝑤𝑚 + 𝑏 

ℎ𝑛 = ∅(𝑍𝑛) 

여기서 a는 입력 값, w는 가중치, b는 편향 값을 나타내며 아래 첨자 

n은 첫번째 은닉 층의 n번째 뉴런을 의미하고 m은 첫번째 은닉 층의 

각 뉴런에 연결 되어있는 신경망의 개수로 여기서는 6이 된다. z는 최종 

입력으로 이 값은 비 선형 함수인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여 첫 번째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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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각 뉴런에 전달된다. 각 층 사이에서 이러한 계산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출력을 계산한다. 인공 신경망 모델을 훈련 시킨다는 것은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중치와 편향 값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비용 함수는 위의 과정을 통해 계산된 예측 값과 실제 값인 목표 

변수 사이의 평균 제곱 오차 (Mean Squared Error) 값을 말한다. 예측 

값과 목표 변수 사이의 오차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경사 하강법 

(Gradient descent method), 줄여나가는 방법을 optimizer 라고 하고, 

그중 Adam optimizer (Kingma and Ba, 2015)를 사용하여 모델을 

훈련시켰다.  

 

3.2.2. 해빙의 열 함유량 (Heat Contents) 

 

모델을 통해 산출한 해빙의 연직 운도 분포를 이용하여 해빙이 가지는 

열 함유량 (enthalpy)을 계산할 수 있다. 열 함유량은 그 값의 변화로 

그 계에서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열 

함유량의 변화는 계가 주변과 주고 받는 에너지인 열량의 변화를 

나타낸다. 열 함유량이 감소하면 발열 반응, 열 함유량이 증가하면 흡열 

반응을 의미한다. 해빙의 열 함유량을 계산 함으로서 북극 지역의 열 적 

순환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다. 해빙이 가지는 열 함유량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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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𝑐𝑖𝜌𝐴ℎ(𝑇0 − 𝑇)  (1) 

𝑐𝑖 = 4.187(0.505 + 0.0018𝑇 + 4311.5
𝑇

𝜃2 − 0.8𝜎 + 0.20𝜎𝑇) (2) 

여기서 𝑐𝑖는 해빙의 비열, ρ는 밀도, A는 단위 면적, h는 해빙의 깊이, 

T는 해빙의 온도, σ는 해빙의 염도를 의미한다. 비열은 식 (2)와 같이 

해빙의 온도와 염도로 표현 되는데, 해빙 전체에 대한 염도의 관측 

자료가 없다. Campbell et al. (1978) 에서 관측한 해빙의 밀도와 염도를 

바탕으로 비열을 계산해본 결과 ECMWF 에서 해빙 변수를 생산 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적 얼음 열 함유량( 𝜌𝑐𝑖 )인 1880 kJ𝑚−3𝑘−1  값과 큰 

오차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ECMWF에서 사용하는 계수를 기준으로 

하여 해빙의 열 함유량을 계산한다. 또한 열 함유량 계산에 필요한 해빙 

두께 자료는 PIOMAS 의 해빙 두께 자료를 이용 하였다.  

모델을 통해 100cm까지 해빙의 온도를 10cm 간격으로 산출하므로, 

100cm부터 해빙 가장 아래쪽의 한 층을 포함하여 11개의 층으로 

나누어 각각을 계산하여 총 열 함유량을 계산 하였다. 

 

3.2.3. 눈 온도 산출 

 

북극 해빙은 해빙의 바닥에서부터 상층으로 열이 전달 되고, 

해빙으로부터 방출된 열은 눈을 통과하여 대기로 열을 방출한다. 대기와 

눈 표면 사이에서 장파 복사 에너지, 현열, 잠열 등을 통해 에너지 

교환이 이루어 진다. 해빙과 눈 내부에서 상층으로 향하는 열 속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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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표현 된다. 

𝐹𝑖𝑐𝑒 = 𝐾𝑖𝑐𝑒
𝑇𝑊−𝑇𝑆𝐼𝐼𝑇

𝐻
  (3) 

𝐹𝑠𝑛𝑜𝑤 = 𝐾𝑠𝑛𝑜𝑤
𝑇𝑆𝐼𝐼𝑇−𝑇𝑠𝑓𝑐

ℎ
  (4) 

여기서 𝐹𝑖𝑐𝑒 , 𝐹𝑠𝑛𝑜𝑤 는 해빙과 눈 내부에서의 열 속, 𝐾𝑖𝑐𝑒 , 𝐾𝑠𝑛𝑜𝑤 는 

해빙과 눈의 열전도도를 의미하며 각각 2.03 W𝑚−1𝐾−1 , 0.4 

W𝑚−1𝐾−1를 적용 하였다. 𝑇𝑠𝑓𝑐 , 𝑇𝑆𝐼𝐼𝑇 , 𝑇𝑊는 각각 눈 표면 온도, 눈과 

해빙의 경계 온도, 해빙과 바다의 경계 온도를 의미한다. 해빙과 눈을 

평형 상태로 가정하면 식 (3), (4)의 크기를 같다고 둘 수 있다. 식 

(4)의 h를 눈 두께가 아닌 특정 층의 위치로 치환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𝑇𝑙𝑎𝑦𝑒𝑟 = 𝑇𝑆𝐼𝐼𝑇 − 𝐹𝑖𝑐𝑒

ℎ
𝑙𝑎𝑦𝑒𝑟

𝐾𝑠𝑛𝑜𝑤
  (5) 

모델을 통해 산출한 해빙 온도 분포를 통해 해빙의 열 속( 𝐹𝑖𝑐𝑒 )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위 식을 통해 눈 내부의 온도를 10cm 간격으로 

계산하였다.  

 

3.2.4. Kilic et al. (2019) 눈-해빙 경계온도 (SIIT)  

 

Kilic et al. (2019)에서 6.9, 18.7, 36.5 GHz 채널의 수직 편광 밝기 

온도와 CRREL IMB(2012G, 2012H, 2012J, 2012L)를 이용하여 다중 

선형 회귀 방법을 통해 눈 두께( 𝐷𝑠) 를 구하고, 구해진 눈 두께와 

6.9GHz 수직 편광 밝기 온도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SIIT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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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𝐷𝑠 = 1.7701 + 0.0175 ∙ 𝑇𝐵6𝑉 − 0.0280 ∙ 𝑇𝐵18𝑉 + 0.0041 ∙ 𝑇𝐵36𝑉  (6) 

𝑇𝑆𝑛𝑜𝑤−𝐼𝑐𝑒 = 1.086 ∙ 𝑇𝐵6𝑉 + 3.98 ∙ log (𝐷𝑠) − 10.7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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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rchitecture of the neural network. 6.9, 10.6, 18.7, 23.8, 

36.8, 89GHz vertical polarized Brightness Temperature are used as 

input (purple circle). Input data are calculated by two fully connected 

hidden layers with 14 and 11 neurons (green circle) to produce sea 

ice temperature profile (blue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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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고리즘 검증 및 결과 

4.1. 알고리즘 검증 

4.1.1. k-fold Cross Validation 

 

교차검증(Cross validation)방법은 모델의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Allen, 1974; Stone, 1974; 

Geisser, 1975).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교차 검증 방법인 

holdout방법은 데이터 세트를 훈련 자료와 테스트 자료로 나누고 훈련 

자료의 일부를 검증 자료로 사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높이고 테스트 

자료로 최종 성능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holdout방법은 성능을 

추정하는데 있어 자료를 분할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매우 민감하게 

바뀔 수 있다. 특히 자료의 수가 많지 않을 경우 신뢰성이 더욱 

떨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능 추정 방법이 k-fold 교차 

검증 방법이다(Breckler, 1990; MacCallum et al., 1990). 이 방법은 

먼저 데이터 세트를 k개의 무리로 무작위 분할하고, 그 중 하나를 

테스트 자료로 나머지 k-1개의 자료를 훈련 자료로 하여 성능을 

검증한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비 복원 추출의 개념으로 테스트 

자료를 선택하여 k번 반복하여 성능을 확인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훈련과 테스트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Kohavi (1995) 에서 여러 종류의 데이터 세트에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 k를 10으로 두고 검증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편향-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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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오프(Bias-variance tradeoff)를 가진다고 제안 하였다. 때문에 

개발된 해빙 온도 추정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데이터 세트를 10개로 

분할하는 10-fold 교차 검증을 수행 한다. 10번의 검증 결과를 

산점도를 통해, 평균 제곱근 오차(RMSE), 상관 계수(r), 평균 편차를 

확인하였다 (Figure 3). 평균 제곱근 오차는 눈과 얼음의 경계인 0cm 

온도와 10cm 에서 1K 이상의 값이 나오고 그 보다 깊은 해빙 온도에 

대해서는 1K이하의 전체적으로 낮은 오차가 나타나며, 평균 편차는 

모든 산출 깊이에 대해 0.1K이하의 결과를 보인다. 상관계수가 0.95 

이상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개발된 모델이 과적합(overfitting)의 

문제 없이 구성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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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result of 10-fold cross validation. Scatterplots of 

model simulated vs. measured sea ice temperature at each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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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모델 유효성 검증 

 

교차 검증 방법은 9개의 부이 자료에 대해 무작위로 추출하여 훈련 

자료를 구성하기 때문에 모든 부이 자료가 모델을 학습에 사용되어, 

모델이 모든 부이의 특성을 학습하게 된다. 한편, 테스트 자료 또한 9개 

부이 자료의 일부 이므로 결과가 테스트 또한 자료의 훈련 자료의 

일부로 간주되어 좋은 성능을 예측할 수 있다. 즉, 밝기 온도와 해빙의 

온도 사이의 관계가 아닌 각 부이의 성질을 모델이 잘 학습하였기 

때문에 검증이 잘 된 것이라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훈련 자료를 통해 밝기 온도와 해빙 온도 사이의 관계를 훈련시켜 

겨울철 북극 해빙 지역 전체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모델 검증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세트를 무작위로 나누는 것이 아닌 9개의 부이 중 하나를 

제외하고 8개의 부이 자료를 훈련 자료로 하여 모델을 학습하고 1개의 

부이 온도를 예측하여 검증하였다 (Figure 4). 예를 들어 산점도에서 

검은색 점은 CRREL IMB 2012G 부이를 제외한 8개 부이로 모델을 

학습시켜 제외한 관측 자료(2012G)와 비교한 그림이다. 교차 검증 

결과와 같이 0cm 온도 모의에서 평균 제곱근 오차가 1K 이상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깊이에서의 온도 산출에서는 1K 이하의 오차를 

보인다. 또한, 모든 위치의 온도 산출에 대해 0.9 이상의 상관 계수와 

0.1K 내외의 편차를 갖는다. 교차 검증과 함께 0cm 에서 다른 곳에 

비해 높은 평균 제곱근 오차를 가지는데, 해빙 상층의 온도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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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시간에 따른 온도차이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산출에 있어 더 큰 오차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두가지 방법을 통한 검증 결과 모두 유의미한 오차범위의 결과를 

보였다. 두번째 검증 결과를 통해 훈련 자료와 테스트 자료가 같은 관측 

자료에 포함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검증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줄였다. 즉, 신경망 모델이 복사적 변수인 밝기 온도와 물리적 

변수인 해빙 온도 사이의 비선형 관계를 학습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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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catterplots of model simulated vs. measured sea ice 

temperature at each depth. Each color represents one IMB track data 

excluded in the model development, but used for the validation. For 

example, black dots indicate that the model was developed using IMB 

data excluding 2012G, and 2012G IMB data were used for the 

validation of the estimated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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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결과 

4.2.1. 부이 검증 

 

연직 해빙 온도 산출 모델의 훈련에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의 9개 

부이 관측 자료를 사용하였다. 9개의 부이 관측 이외에 훈련에 사용 

하지 않은 2012I, 2013H 관측 자료와 RRDP에는 포함 되어 있지 않은 

2015년 IMBs 중 2015F, 2015G, 2015I 관측 자료를 AMSR-2 L1R 

자료와 시 공간 격자를 일치시켜 훈련된 모델을 검증하였다. 즉, 5개 

부이 관측 자료를 독립된 검증 자료로 활용하였다.  

모델의 훈련과 같은 기간 관측한 부이 관측인 2012I, 2013H 의 검증 

결과 대체로 0.8 이상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적은 오차를 가진다 (Table 

2). 90cm 와 100cm 의 산출 결과에서 약 -2℃ 부근에 일자로 분포 

되어 있는 점들은 2012I의 결과로 상관계수가 0에 가까운 값을 

보이는데 이는 2012I 관측 지점의 해빙 두께가 약 85cm인 얼음을 

관측하기 때문에 모델이 잘 산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Figure 5). 

모델의 훈련한 부이와 다른 년도의 관측인 2015F, 2015G, 2015I 부이 

검증 결과 각각 제곱근 오차가 평균 1.22, 1.03, 1.32K을 보였고, 

편차는 평균 0.79, 0.84, 1.06K으로 작은 오차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Table 2).  

모델의 통계적 검증 결과와 사용하지 않은 다른 자료를 이용한 검증 

결과 유의미한 오차범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위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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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마이크로파 센서 관측을 통해 해빙의 온도 산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훈련 기간과 다른 년도의 위성 관측 

자료를 사용, 북극 해빙 전체의 해빙 온도 산출에 개발한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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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lidation results between buoy measured temperature and 

mode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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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catterplots of model simulated vs. 2012I, 2013H, 2015F, 

2015G, 2015J IMBs measured sea ice temperature at each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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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북극 해빙 온도 산출 

 

AMSR-2 센서의 관측이 시작된 2012년부터 현재 사용 가능한 

2018년까지의 관측 자료에 AMSR-2 이전 센서인 AMSR-E 센서 

관측 자료를 추가하여 Sea Ice Concentration (SIC)가 95% 이상인 

지역에 대해 15년 간 겨울철 일별 해빙 연직 온도 분포를 산출 하였다 

(Figure 6). Figure 7은 2016년 2월 한달 동안의 일별 해빙 온도를 

평균한 그림으로, 첫번째 그림은 선행 연구인 Kilic et al. (2019)의 

방법으로 계산한 0cm 온도 (SIIT)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유사한 해빙 온도 분포를 보이지만 선행 연구에 

비해 극지 중앙 부분에서 높은 온도 분포를 보인다. 두 그림의 범위가 

바렌츠-카라해 부근에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선행연구의 온도 산출에는 

식 (7)에서 눈 두께가 log 값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 (6)을 통해 

눈이 없다고 산출된 지역의 온도가 계산되지 않아 이 지역에서 범위가 

다르다.  

북극 지역의 온도 분포는 바다가 대기보다 높기 때문에 해빙의 깊은 

곳의 온도가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열 속이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방

향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해빙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SIIT

의 온도는 더 낮아야 한다. 또한 대기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눈은 

대기와 해빙 사이에서 높은 효율의 단열재 역할을 한다. 즉, 열 역학적 

관점에서 눈이 많이 쌓이고 해빙이 얇은 지역에서 SIIT 값이 가장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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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게 된다. 해빙의 온도 분포를 보면 북극 중앙 해 지역에서 높은 

온도 분포를 보이는데 이 지역은 다년 빙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해

빙이 두껍고, 일반적으로 눈이 많이 쌓이는 지역이다. 해빙의 온도를 결

정함에 있어 해빙의 두께보다 눈 두께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

다. Snow-Ice interface로부터 더 깊어질수록 높은 온도가 나타나고 있

으며, 해빙의 하층 온도로 알려진 -1.8℃에 근접하는 온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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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Maps of the Arctic sea ice daily temperature from neural 

network model using AMSR-E/AMSR2 TBs for January 1of each 

year between 2002 an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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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Maps of the Arctic sea ice monthly mean temperature 

from neural network model using AMSR2 TBs and Kilic et al. 

(2019) algorithm on Februar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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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해빙의 열 함유량 

  

AMSR-E, AMSR-2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 관측 자료를 모델에 

적용하여 산출한 15년간의 겨울철 해빙 연직 온도 분포 자료를 식 

(1)에 적용하여 북극 중앙 해 지역에 대해 단위 면적당 해빙 열 

함유량을 계산하였다. 해빙 열 함유량의 분석은 북극 중앙 해 지역에 

대해서 진행하였다 (Figure 8). 북극 중앙 해를 제외한 지역은 기간에 

따라 해빙 면적의 차이로 인해 열 함유량의 분석에 용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 하였다. 

겨울철 북극 중앙 해의 해빙이 가지는 단위 면적당 평균 열 함유량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ure 9). 12, 1, 2월에 각각 -311.53, 

-440.08, -609.53 kJ𝑚−2/𝑦𝑟로 열 함유량이 감소하였으며, 그 경향은 

2월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 (Table 3). 열 함유량은 식 (1)에 의해 

해빙의 연직 온도 경도와 두께의 함수로 표현 되는데, 두 값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해빙의 연직 온도 경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바다와 맞닿아 있는 해빙 아랫면의 온도는 -1.8 ℃  로 크게 변하지 

않지만 해빙 상층의 온도는 대기의 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극 지역 온도 상승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해빙 두께의 감소는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기온 상승에 따른 두가지 

요인으로 인해 북극 중앙 해의 열 함유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해빙 두께의 감소와 온도 경도의 감소로 인한 열 함유량의 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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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와 해양 같은 주변 다른 계와 해빙 상태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자료와 결과 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듯 해빙의 연직 

온도 분포를 통해 산출한 열 함유량은 해빙이 가지는 열 적 변수로서 극 

지역 열 적 순환 연구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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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Geographical map of Arctic. Shaded regions are research 

area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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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ime series of December, January and February Heat 

Contents per Area (Black line), Sea Ice Thickness (Orange dot line), 

and Mean Temperature Difference of each layer (Blue dot line) over 

Central Arctic basin for 200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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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rend Value of each variable for 200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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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눈 온도 산출 

  

4.2.2에서 산출한 일별 해빙의 연직 온도를 이용하여, 식 (5)의 열 속 

방정식과 같이 평형 상태를 가정하여 눈의 층별 온도를 산출하고, 

산출한 눈의 온도를 부이 관측 자료와 비교하였다. 

Figure 10은 12월부터 2월까지 산출한 눈의 온도와 부이 관측 

자료를 비교한 그림으로 0.872의 상관 계수, 3.1℃의 평균제곱근오차와 

0.1℃의 평균 편차로 적은 오차를 보인다. 부이 관측 온도가 

28℃부근에 큰 오차가 나타나는 부분은 2014F 부이 관측 결과로, 

7.1℃의 평균제곱근오차와 6.4℃의 평균 편차로 비교적 큰 오차를 

보인다 (Table 4). 이 지점의 오차가 높은 이유는 다른 관측 지점과 

비교하여 눈이 매우 적게 내린 지역으로 산출한 10cm 보다 위로 눈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산출 방법의 가장 큰 가정인 열 적 

평형상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큰 오차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른 관측 지점에서 눈의 상층 지점으로 갈수록 큰 

오차를 가진다. 

여기서 산출한 온도는 해빙과 눈이 모두 열 적으로 평형상태를 

가정한다. 하지만 실제는 평형 상태가 아니다. 또한 대기에서의 장파 

복사 에너지, 잠열, 비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내부의 온도가 의미 있는 오차범위 내에서 산출 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다른 열 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더 높은 정확도의 눈 내부 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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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므로, 추후 이를 더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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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alidation results between buoy measured snow layer 

temperature and calculated temperature from heat flux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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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Scatterplots of calculated vs measured snow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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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최근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온상승으로 인해 극 지역 해빙 양의 

급격한 감소가 보고 되고 있다. 해빙 양의 감소는 해빙 반사도 피드백에 

의해 기후적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해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기후 예측을 위한 해빙 양 예측 모델이 

여러 선행 연구에서 개발 되고 있다. 이러한 모델에는 초기 해빙 연직 

온도 분포 값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해빙 온도 관측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정된 관측을 활용하여 초기 해빙 온도를 입력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해빙 연직 온도 분포를 산출하였다. 

북극 지역 관측에 용이해 해빙 연구에 많이 활용되는 위성의 수동 

마이크로파 센서 자료를 이용, 기계학습 방법 중 하나인 인공 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해빙의 연직 온도를 생산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모델의 검증 결과 1K 내외의 평균 제곱근 오차와 편차, 0.9 이상의 상관 

계수를 보여 모델이 유의미한 오차 범위 내에서 훈련이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되다. 훈련에 사용하지 않은 부이 관측 지점의 관측 자료를 

이용해 검증한 결과,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나는 지점도 있지만 1K 

내외의 평균 제곱근오차와 편차를 보였다. 이러한 유의미한 오차의 검증 

결과를 통해, 훈련 기간과 다른 년도의 위성 관측 자료에도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된다. 

개발한 모델을 AMSR-2 이전의 위성인 AMSR-E 관측자료를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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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식을 이용하여 AMSR-2에 맞춘 자료로 변환, 2002년부터 

2018년 겨울철 해빙 연직 온도 분포를 일별 자료로 생산하였다. 해빙의 

온도 분포는 눈이 많이 쌓이는 해빙이 두꺼운 다년빙 지역에서 높은 

온도가 분포하는 모양을 보였다. 해빙은 열 역학적으로 해빙이 얇을수록, 

눈이 많이 쌓일수록 높은 SIIT를 가지는데, 온도 분포 산출 결과 눈의 

단열 효과가 SIIT 결정에 더 큰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 된다. 

모델을 통해 생산한 장기간의 해빙 온도 자료를 이용하여 북극 중앙 

해 지역의 열 함유량을 계산하였다. 열 함유량은 해빙 두께와 해빙 연직 

온도 차의 함수로 표현된다. 해빙의 두께 감소는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보고 되었으며, 지구 온난화와 해빙 두께의 감소로 예상할 수 있는 해빙 

연직 온도 차의 감소가 산출한 온도에서 잘 나타났다. 때문에 북극 

중앙해가 가지는 열 함유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산출한 해빙의 

연직 온도를 통해 계산한 열 함유량은 해빙의 열 적 순환 연구의 이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빙과 눈을 열적 평형 상태로 가정하여 열 속 방정식을 통해 눈 내부 

온도를 산출하고 부이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열적 평형을 

가정하기 때문에 하층 눈 온도 산출에서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3K 이하의 오차를 보이며 유의미한 산출 결과가 나타났다. 

눈의 온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기로부터의 장파 복사 에너지, 

잠열, 헌열 등을 무시하고 평형을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로 향후 연구를 

통해 더 높은 정확도의 눈 온도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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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trieval of ice temperature from 

satellite measurements of the 

Arctic Ocean based on the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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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e to rapid decline of arctic sea ice, much research is being 

conducted on this. Changes in Arctic sea ice are an important factor 

in climate research as they affect mid-latitude climate. The sea ice 

prediction model uses the vertical temperature distribution of sea ice 

as the initial input data, but the limited observational data is not 

sufficient to provide the real-time temperature of the entire sea ice. 

In this study, using a passive microwave sensor and buoy observation 

data,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is used to calculate the 

vertical temperature distribution over the entire arctic sea ic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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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 As a result of validation, the model showed R²of 0.96-0.97 

and RMSE of 0.87-1.68. The vertical temperature distribution 

throughout the arctic sea ice for 15 years from 2002 was calculated 

using the ANN model. The calculated sea ice temperature shows a 

high-temperature distribution near the central arctic sea ice which 

seems to be the effect of the thermal insulation effect due to a large 

amount of snowfall in this area. From the simulated temperature, the 

heat content of the central arctic sea ice was calculated and tended 

to decrease. The vertical temperature distribution can improve the 

study of polar arctic thermal cycling studies. In addition, the 

temperature inside the snow was calculated using the heat flux 

equation of sea ice. As result of verification through buoy, the snow 

temperature was calculated withi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rror 

range. 

  

Keywords : ice temperature profile, Passive microwave sensor, 

Artificial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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